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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인간형 로봇의 
동작 모방 학습 및 실시간 동작 생성 

Motion Imitation Learning and Real-time Movement Generation of 
Humanoid Using Evolutionary Algorithm 

박 가 람, 나 성 권, 김 창 환*, 송 재 복 
(Ga lam Park, Syung kwon Ra, Chang hwan Kim, and Jae bok Song)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framework to generate human-like movements of a humanoid in real time using the movement 
primitive database of a human. The framework consists of two processes: 1) the offline motion imitation learning based on an 
Evolutionary Algorithm and 2) the online motion generation of a humanoid using the database updated by the motion imitation 
learning. For the offline process, the initial database contains the kinetic characteristics of a human, since it is full of human's 
captured motions. The database then develops through the proposed framework of motion learning based on an Evolutionary 
Algorithm, having the kinetic characteristics of a humanoid in aspect of minimal torque or joint jerk. The humanoid generates 
human-like movements for a given purpose in real time by linearly interpolating the primitive motions in the developed database. 
The movement of catching a ball was examined i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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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구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보행 제어, 

달리기 제어 등의 동작 제어 능력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

어 점차 인간과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작 생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 비하여, 프로그래머에 의한 
경로 생성이 아닌 로봇이 자동적으로 동작을 생성하는 일반

적인 접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
라서, 인간의 일상 생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작업들

에 대해서 적합한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요구 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동작을 생성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중추신

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는 뇌와 척수를 포함한 신경

계의 가장 커다란 부분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곳
이다. Hollerbach와 Flash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목적

이 있는 동작을 수행 할 때 중추신경계에서는 역기구학과 역
동역학 기반의 최적화를 통하여 동작을 생성한다고 한다[1]. 
또, Raibert는 인간의 역동역학 참조표처럼 관절 토크, 각, 각
속도 그리고 각가속도의 벡터들과 연관되는 기억들의 연산

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2]. Mussa-Ivaldi
와 동료들은 역동역학의 계산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대신하

기 위하여 중추신경계의 일정 메모리에 저장된 운동 패턴들

이 역학에 기반한 표현형태로 만들어지고, 갱신되고, 활용한

다고 주장하였다[3,4]. 그들은 사지에서 표현되어지는 동작들

은 힘의 영역에서의 벡터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

했는데, 이것은 Williamson의 연구에서 기본자세들의 결합

으로 복잡한 운동을 만들어 냄으로써 로봇 체계에 적용되

었다[5]. 
인간이 중추신경계에서 어떤 동특성을 최적화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토크(torque), 근육이나 
물질 대사 에너지(metabolic energy), 가속도 변화량(jerk), 토크 
변화량, 요구하는 토크 변화량 등을 최소화 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6-11].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원하는 동작의 
각 관절 토크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로에 상관없이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동작 중 힘이 가장 적게 드는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이것을 인간의 동특성으로 판단

하였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운동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은 많은 차

이가 있지만, 생물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인공 다관절 시스템(artificial multi-joint system)의 제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motor learning[12], motor primitive 
[3]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방 학습은 로봇의 자연스

럽고 풍부한 동작들을 생성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중

의 하나일 것이다[13].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모방 학습은 높

은 차원의 지능을 습득하기 위한 근원과 지식의 습득을 위한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다[14].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다양한 동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

간의 동작을 저장하여 그 동작들을 이용해 왔는데, 인간 동

작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mataric과 동료들은 기구학 수준

의 기본 동작들을 자동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안하였고, 
그 방법을 동작의 분류와 동작의 재구성에 사용하였다[15]. 

Park과 동료들은 로봇의 다양한 동작들을 생성하기 위한 
역동역학 기반의 최적화 방법을 mataric의 알고리즘에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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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6]. 이 최적화 방법은 계산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온라인 상에서의 로봇 동작 생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Nakanishi와 동료들은 비선형 오실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기본 동작들을 사용하여 관절 궤적의 강인한 모방을 유
도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17]. 

본 논문의 목표는 모방 학습과정으로 통해 향상된 기본 동
작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동

작을 유사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

는 것이다. II장에서는 기본동작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
정과 동작을 생성하는 구조에 대해서 기술하고, III장에서는 
진화 알고리즘과 이것을 사용한 동작 모방 학습 과정에 대해

서 설명한다. V장에서는 제안된 모방 학습을 사용하여 휴머

노이드 로봇이 날아오는 공을 인식한다는 가정하에 공을 잡

기 위한 동작을 생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II.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한 동작 생성 구조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모방 학습과정에서의 주성분 분석

법을 이용한 동작 생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동작 생성

은 보간법을 이용한 방법과 최적화 방법을 이용한 방법 두가

지로 나누어 진다. 최적화를 이용한 동작 생성은 제안된 모

방 학습에서 유전자 연산기에서 사용되고, 보간법을 사용한 
동작 생성은 온라인상에서의 동작 생성시에 사용된다.  

우선 어떤 특정 작업에 대한 동작 저장소를 생성해야 하는

데, 동작 획득 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인간 동작을 획득한다. 이렇게 각 관절의 궤적을 가지

는 인간 동작들은 최적화를 사용한 역기구학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에 맞게 재구성한다[18]. 이렇게 재구

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동작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단지 기구학적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동작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동역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

된 기본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최적화나 보간

법을 통한 동작 변환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조건에 대한 동작

을 생성 할 수 있게 된다. 
1. 보간법을 사용한 동작 변환 

이 과정은 Fod와 Sanger에 의하여 고안된 방법을 사용한다

[15,19]. 우선 기본 동작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작업에 대해

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n개의 데이터(movement primitive)를 
선택한다. n개의 데이터는 작업에 적합한 거리 함수에 의하

여 선택되어 진다. 이렇게 선택된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주
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평균 궤
적 데이터와 가장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상위 3개의 주성

분을 얻는다[20]. 임의의 관절 궤적은 아래와 같이 원래의 차
원보다 낮은 차원의 주성분들의 중첩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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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ϕ 은 임의의 관절 궤적, ( )mean tϕ 은 선택된 데이터

들의 평균값, ( )
ipc tϕ 은 i번째 주성분(PC) ( 1,2,3)i = , 그리고 

ic 은 스칼라 가중치 계수이다. 4c 는 나머지 주성분들에 대

한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한 항이다. 다음과 같은 경계 조건

(시작 지점과 말단 지점의 위치와 속도)들을 사용하여, (1)의 
선형 방정식을 풀어 4개의 계수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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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

족하는 동작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인간의 동작을 기반으로 구성으로 하고, 그 동작들을 가능한 
최소의 토크합을 가지도록 구성한다면, 위 식을 이용하여 동
동작 생성하였을 때, 그 동작은 인간 같은 동작과 토크의 최
소화를 만족시키는 동작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동

작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갱신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것은 관절의 토
크 합을 최소화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간 같은 동작을 얻
어내는데 적합하다. 다음에 설명하는 최적화를 사용한 동작 
변환은 데이터베이스를 토크 최적화 하도록 갱신시키는 방

법으로 사용된다. 
2. 최적화를 사용한 동작 변환 

이 절에서는 [16]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역학 기반의 최적

화 전략을 사용한 동작 변환에 대하여 기술한다. 보간법을 
사용한 동작 변환과 같이 기본 동작 데이터로부터 n개의 데

이터들을 주성분 분석법(PCA)을 사용하여 평균 궤적과 상위 
4개의 주성분(PC)을 얻는다. 그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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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복합된 강체 구조로 모델 되어진 휴머노이드 로

봇의 시스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 ) ( , ) ( , )M C Nϕ ϕ ϕ ϕ ϕ ϕ ϕ τ+ + =             (4) 

여기서 ( ) n nM ϕ ×∈ℜ 인 질량 행렬이고, ( , ) n nC ϕ ϕ ×∈ℜ 은 코

리올리스 행렬이다. 그리고 ( , ) nN ϕ ϕ ∈ℜ 은 중력과 그 밖의 
힘들을 포함한다. τ 는 관절의 토크 벡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작의 모든 토크의 합을 최소화하는 물리적 영역에서의 최

적화 동작을 얻기 위해서, 각 관절의 토크를 최소화 하는 아
래의 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였다[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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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1 5,c c 의 가중치 계수들을 사용한 최적화 (2)의 경

계 조건은 최적화의 구속 조건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은 비

교적 긴 계산시간을 소비하지만, 저장된 인간 동작들과 유사

하면서 로봇의 동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최적화 된 
동작을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토크합을 최소화 하도록 최
적화시킨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이기 위

해서 만들었지만, 관절이나 자유도, 지능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 인간을 따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로

봇의 특성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의 움

직임이 토크 최소화하는 것이 로봇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움
직임이라고 판단하여 토크를 최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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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작 생성 과정. 
Fig.  1. The overall procedure of motion generation framework. 

 
본 논문에서는 토크 최적화를 통한 움직임과 비교를 위하

여 가속도 변화량(Jerk)을 최소화하는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

하는 최적화된 동작을 비교 동작으로 생성하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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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동작의 수행시간, L은 총 움직인 거리이다. φ는 
관절각을 의미한다. 최적화 사용한 동작 변환은 뒤에서 설명 
할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학습과

정에서 이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위에서의 구속 조

건을 사용한 특정 조건에 적합한 동작을 생성할 때 사용된다. 
우선 모션 캡쳐를 통해 인간의 동작을 저장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맞게 변환시킨다. 그런 후, 변환된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특정 구속 조건에 대해서 위의 최적화를 통한 동작 
변환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동작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그
림 1은 앞에서 설명한 선형 결합을 사용하는 보간법을 통한 
동작 생성과 최적화를 통한 동작 생성 구조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III.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한 동작 모방 학습 

1. 진화 알고리즘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이유는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 
식과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기계학습은 궁극적으로 인간

의 학습 능력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많은 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다. 진화 알고리즘은 기계 학습의 하나로서 진화를 
통해 적자생존을 통해 우수한 개체만이 진화를 한다는 다윈

의 진화론에서 영감을 얻어 발전을 하였다.  
진화 알고리즘은 진화 과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

하여 어떤 특정 수식에 의해서 해가 나올 수 없는 복잡한 문
제들에 대해서 최적화 된 해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데, 
생물학에서 쓰여지는 생식(reproduction), 재조합(recombination), 
돌연변이(mutation)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어떤 개체군 기
반의 조합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이다[23]. 그림 2는 진화 알
고리즘의 기본 구성과 의사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최
적해를 찾기 위한 개체군(population)을 선택하고, 그 개체군

을 이용하여 목적에 맞는 후보해(candidate solution)들의 집합

을 형성한다. 초기화(initialization)를 통해 형성된 개체군 을 
부모(parents)라고 부른다. 두 개나 그 이상의 부모 개체들을  

 
 

그림 2. 진화 알고리즘의 일반적 개요. 
Fig.  2. The general scheme of an evolutionary algorithm in pseudo 

code[23]. 
 

서로 조합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재조합이라 하고 
부모 개체들을 변형시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돌연변

이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연산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

체군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개체군을 자식

(offspring)이라 부른다. 이렇게 부모개체군을 통해 자식 개체

군을 형성하기까지의 한 주기를 세대(generation)라고 부른다. 
그런 후, 최적해를 찾기 위한 목적 함수를 통한 평가를 하여 
자식 개체군과 부모 개체군에서 우수한 개체들만을 사용하

여 다음 세대의 부모 개체군으로 선택하고 다시 위와 같은 
반복을 하게 된다. 
2. 제안된 동작 모방 학습 구조 

본 절에서는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된 인간의 동

작들을 기본으로 하여, 그 동작들이 저장된 동작 데이터베이

스를 갱신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팔을 움직여 날아오는 공을 잡거나 컵

을 잡는 동작을 하도록 하고 싶을 때, 로봇은 볼의 도달 위

치나 컵의 위치 같은 목표 조건들을 만족시키도록 팔의 각 
관절의 궤적을 생성할 것이다. 이 목표 조건들은 로봇 관절

들의 최소 토크 합과 인간 같은 움직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작을 생성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본 논문

은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하기 위한 학
습 방법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방 학습의 전체 과정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으로 나뉘

게 된다. 오프라인 과정에서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능

한 최소의 토크합을 가지도록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시

키고, 학습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온라인 과정에서 실

시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간 같은 자연스러운 동작을 
생성 할 수 있게 된다. 
2.1 오프라인 과정: 모방 학습 

바라는 동작은 로봇이 수행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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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된 모방 학습의 전체 과정. 
Fig.  3. The overall procedure of proposed imitation learning. 

 

 
 

그림 4. 오프라인 과정. 
Fig.  4. The overall procedure of the proposed imitation learning. 

 

 
 

그림 5. 제안된 모방 학습 시스템의 순서도. 
Fig.  5. The flow chart of a proposed imitation learning system.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테이블 위의 컵을 잡는 것을 
원한다면, 컵으로 팔과 손을 움직이는 것이 작업이고 테이블 
위의 컵의 위치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을 행하기 위
한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특정 
작업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동작 획득 장비를 통한 인간의 

동작을 저장하여 기본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인간

과 로봇간의 무게, 질량중심, 모터의 용량 등 많은 동특성에

서 차이가 난다.  
데이터베이스를 모방 학습을 통해 갱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어진 작업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동작 획득 장치를 통해 모든 필요한 동작을 저장해놓

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대한 동작들을 
좀 더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의 동
작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역학 특성이 반영된 동작들이

어야 한다. 여기서는 최소의 토크 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도 인간 
동작과의 유사성이 유지하여야 한다. 

제안된 모방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진화 알고리즘은 인간

의 기본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결과적으로 로봇의 동역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데이터베이스로 진화 시키게 된다. 그
림 4는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모방 학습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5는 모방 학습의 좀 더 자세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1.1 초기화(initialization) 

이것은 모션 캡쳐를 통해 저장한 인간의 기본 동작 데이터

베이스를 초기화 한 것을 가리킨다. 후보 해들의 집합으로써 
로봇이 동작을 생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다. 이
것은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는 동작들이 포함되게 된다. 인간

의 동작들은 로봇에 맞게 바뀌어서 저장되게 된다. 또한, 동

작 생성 문제에 있어서 초기 관절각과 각속도, 말기의 관절

각과 각속도가 구속 조건으로 들어가므로 주어진 작업에 적

합한 조건들을 미리 생성 시키게 된다. 생성된 조건들은 매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2.1.2 부모(parent) 

부모는 움직임(개체)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가장 처음에 사
용되는 초기 부모 개체군은 인간의 동작들로부터 얻은 동작

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부모 개체군은 이전 
부모 개체군으로부터 생성된 자식 개체군들 중에서 목적함

수에 맞는 적합한 개체들과 부모 개체군들의 적절한 비율로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된다.  
2.1.3 유전자 연산기(genetic operator) 

부모 개체군으로부터 새로운 자식 개체군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연산기이다. 이것은 돌연변이와 재조합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최적화를 통한 동작 변환을 
통해 새로운 자식 개체들을 생성한다. 예를 들면, 어떤 작업

에 대해서 특정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동작을 생성하기 위해

서는 그 구속 조건의 일정 거리 내에 존재하는 유사한 동작

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선택하여 최적화를 통한 동작 변

환 방법을 통해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동작을 얻어낼 수 
있다. 위의 과정을 전체 조건들에 대하여 수행하게 된다. 즉, 
NC개의 조건들에 대해서, NC개의 새로운 동작들을 생성하게 
된다. 
2.1.4 자식(offspring) 

유전자 연산기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진다. 자식 개체군은 부모 개체군보다 많은 수의 개체를 만

들게 된다. 각 세대에서 말단 위치들은 같은 조건들을 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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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사용하므로 같게 된다. 
2.1.5 생존개체 선택(survivor selection) 

한 세대에 있어서, 부모개체군들로부터 조건 집합을 만족

하는 자식 개체군이 생성이 되어지면, 다음 세대의 부모개체

가 될 개체들을 다시 선택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생성된 동

작의 토크 합이 이전 세대의 동작보다 줄어든 동작을 선택 
하였고, 관절 제한을 넘어가는 동작이 나오는 동작은 버리도

록 하였다.  
2.1.6 반복(repeating) 

위의 과정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때

까지 반복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진화과정을 반복하여 세대

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동작들은 점차적으로 
로봇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인간과 로봇 모두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진화 세대 수는 선택해야 
한다. 
2.2 온라인 과정: 실시간 동작 생성 

온라인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임의의 조건에 해당

하는 동작을 오프라인 과정에서 학습된 기본 동작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동작을 생성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동작 생
성 방법은 선형 보간법을 통한 동작 변환을 사용하여 동작을 
생성하게 된다. 학습을 시키지 않은 맨 처음의 기본 동작 데
이터베이스는 로봇의 동특성이 고려가 안되어 있었지만, 여

기서 제안된 모방 학습을 통하여 로봇의 동특성(토크를 최소

화)을 고려하도록 학습을 시킨 데이터베이스는 로봇의 동특

성을 충분히 고려된 데이터베이스가 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주성분을 사용한 선형 보간을 통한 동작 컴파일러를 사용하

더라도 로봇의 동특성을 반영한 동작이 생성되게 된다. 그리

고 이 동작들은 실시간으로 생성이 가능하다. 
 

IV. 시뮬레이션: 날아오는 공 잡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방 학습을 통한 대한 성능을 KIST

에 의해 개발된 휴머노이드 로봇 ‘Mahru’를 이용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였다[27].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방 학습 방법의 
사례로서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한 상체 동작 생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공을 잡는 동작을 선택한 것은 우선 
공이 날아오는 위치나, 속도, 방위 등 모든 것이 임의로 정해

지고 공을 잡기 위해서는 공이 날아오는 짧은 시간 안에 공

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작을 생성하여야 하는데,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동작을 생성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예로 판단

된다. 
우선 로봇이 날아오는 공을 잡기 위해서는 로봇의 비젼 시

스템을 통하여 공을 인식하고 공의 궤적을 계산하여 로봇이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의 경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봇

이 공의 도달 위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공의 도달 위치

까지의 동작을 생성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로봇에게 학습을 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구하기 위해서 공을 다양한 위치로 던져 사람이 잡는 동작을 
모션 캡쳐 시스템을 사용하여 총 311개의 동작을 저장하였다. 
여기서 동작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 오른쪽 팔과 허리만을 사
용하도록 하였으며, 보행이나 발의 움직임은 하지 않았다(그
림 6). 이렇게 생성된 동작들은 로봇의 조건에 맞게 크기 조
정과 스무싱을 거쳐 재구성하여 근원 기본 동작 데이터베이 

 
 

그림 6. 동작 캡쳐 시스템. 
Fig.  6. Motion capture system. 

 

 
 

그림 7. 동작 데이터베이스 분포도(각 점은 볼 잡는 위치). 
Fig.  7. Distribution of movement database(each point is the 

positions of catching a ball). 
 

스를(original movement primitive database) 생성하였다. 그런 후, 
임의적으로 공이 날아 올 수 있는 위치와 방위로 구성되는 
311개의 조건을 임의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건들은 휴머노

이드 로봇이 공을 잡을 수 있는 위치와 방위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조건들에 대해서 아래의 거리함수를 사용

하여 각 조건의 일정 범위 이내에 존재하는 50개의 동작 데
이터들을 선택하였다.  

1 2( , ) T
i j i j i jd c c w p p w R R= − +              (7) 

여기서 R 는 3x3 회전 행렬이고, p 는 3x1 위치벡터를 나타

낸다. ( , ),i iR p  ( , )j jR p 는 각각 조건 ,ic jc 에 대한 4x4 동

차 변환 행렬을 나타내고, 1 2,w w 는 스칼라 가중치 상수이다. 

50개의 동작 데이터들은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선택하였다. 위
에서 제시한 모방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311개의 자식 개체

(최적화를 통한 동작 컴파일러를 사용한)를 생성하였다. 여기

서 최적화는 토크를 최소화하였고, 비교를 위하여 가속도의 
변화량(jerk)을 최소화하는 최적화도 같이 진행하였다. 그런 
후,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제한 범위와 속도 및 가속도를 
넘는 동작들은 버리고 허용 범위 내에 있는 동작들을 선택하

여 부모 개체에 추가하여 새로운 세대의 부모 개체로 재구성

하였다. 이것을 10세대를 반복하였다. 그림 7은 생성한 조건

들에 대한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공의 도달 위치만을 보았 
을 때, 사람에 의한 공 잡는 동작의 저장은 균일한 분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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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어깨 관절에 대한 선택된 기본 동작 데이터들로부터

의 관절 궤적(왼쪽), 관절 궤적들로부터의 상위 4개의 
주성분(오른쪽). 

Fig.  8. Joint angle trajectories for a shoulder joint from selected 
movement primitives(left), and the first four dominant 
principal components extracted from the joint trajectories 
(right). 

 

 

 
 

그림 9. 진화 과정중에 갱신된 동작들의 수(위), 각 동작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대별 요구되는 토크의 합의 
평균(아래). 

Fig.  9. The number of updated movements during evolution 
process(upper) and the average of the sum of required torque 
for each movement primitive database. 

 
저장하기 힘들어 불균일한 분포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분포

가 별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건을 생성하여 모방 학습을 
통해 동작을 생성해주게 되면 데이터 분포가 모자란 부분의 
데이터를 보완하여 결과적으로 균일한 데이터 분포를 만들

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부족에 의한 동작 생성 불가능한 위
치에 대해서도 동작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은 선택된 동작 데이터들을 어깨 관절 궤적과 그것

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상위 4개 주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또,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필요한 토

크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대가 올라갈수록 업

데이트 되는 데이터들의 수가 점점 줄어 듦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대가 올라갈수록 토크를 최소화하는 동작들로 구 
성되어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에 필요한 데이터 개수

들이 줄어듦을 의미한다. 

 
 

그림 10. 조건 A에 대한 동작 생성, 제안된 방법(첫번째), 토

크 최적화(두번째), 저크 최적화(세번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보간법(네번째). 

Fig.  10. The movement generation for a condition A, interpolation -
learned database(first), torque opt(second), jerk opt(third), 
Interpolation - no learned database(forth). 

 

 
 

그림 11. 조건 A에 대한 관절 궤적. 
Fig.  11. The joint trajectory for a condition A. 
 

시뮬레이션 결과는 임의의 볼의 도달 위치와 방향을 가지

는 A, B, C 세 조건에 대해서 기술했다. 각 조건에 대한 동작

은 제안된 방법을 통한 동작, 이 동작을 토크 최적화한 동작, 
저크 최적화한 동작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생성된 동작

의 결과를 보면 우선 조건 A에 대해서 생성된 동작을 볼 때, 
각각의 관절 궤적을 살펴볼 때, 세 동작의 차이는 거의 보이

지 않는다(그림 10, 11). 또한, 조건 B에 대한 동작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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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관절에서 상당한 궤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것은 제안된 모방 학습을 통해 생성된 동작들은 최
소의 토크값을 갖도록 하는 로봇의 특성과 인간의 동역학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이다(그
림 12, 13). 조건 C에서의 동작 또한 어느 정도 궤적의 차이 
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도의 토크 최소화와 인간 

 

 
 
그림 12. 조건 B에 대한 동작 생성, 제안된 방법(첫번째), 토

크 최적화(두번째), 저크 최적화(세번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보간법(네번째). 

Fig.  12. The movement generation for a condition B, interpolation -
learned database(first), torque opt(second), jerk opt(third), 
Interpolation - no learned database(forth). 

 

 
 

그림 13. 조건 B에 대한 관절 궤적. 
Fig.  13. The joint trajectory for a condition B. 

동작과의 유사한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작을 얻어

낼 수 있었다(그림 14, 15). 
표 1을 보면 조건 A, B, C에 대한 동작 생성 시간을 측정한 

표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동
작은 거의 0.3s 이내에 생성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것

은 프로그램의 최적화에 따라서 0.1s 이내로 줄어 들 수 있다. 
 

 
 
그림 14. 조건 C에 대한 동작 생성, 제안된 방법(첫번째), 토

크 최적화(두번째), 저크 최적화(세번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보간법(네번째). 

Fig.  14. The movement generation for a condition C, interpolation -
learned database(first), torque opt(second), jerk opt(third), 
Interpolation - no learned database(forth). 

 

 
 

그림 15. 조건 C에 대한 관절 궤적. 
Fig.  15. The joint trajectory for a conditi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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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조건에 대한 계산 시간. 
Table 1. Computation time for a each condition. 

x Condition A Condition B Condition C

Interpolation 0.25s 0.28s 0.23s 

Torque Opt 156.2s 163.4s 145.1s 

Jerk Opt 130.2s 132.1s 104.2s 

 
V. 결론 

본 논문은 인간이 어떤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
처럼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하고 갱신함으로써 로봇이 동작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Raibert는 인간의 동작 학습 능력은 중추

신경계에서 어떤 다양한 최적화된 움직임들을 저장하고 꺼

내어 조합하여 사용한다고 연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
구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제안된 동작 모방 
학습을 통해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시키는 오프라인 과

정과, 2) 학습된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

서 실시간으로 동작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오프라인 단계에

서는 인간의 동특성 뿐만 아니라 토크 최소화라는 로봇의 동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진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를 학습시켰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인간의 동작을 
기반으로 하여 토크 최적화 되도록 학습을 거친 데이터베이

스로 갱신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주성분 분석법에 따른 
동작변환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동작생성이 가능하게 하였

다. 표 1에서와 같이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계산시

간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동작을 생성할 수 없다. 보간법을 
사용하여 동작을 생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따라

서 로봇의 동작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오프라인에서 구성

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동작을 생성하

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공받기 동작과 유사하며 토크를 최대한 적게 사
용하는 동작으로 공받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본 논

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현재 제안한 방법론으로 공받기 동작에 대한 실제 로봇 실

험이 진행 되고 있다. 방법론을 전신으로 확장 적용하는 방

안과 자가 충돌 방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덧붙

여 로봇의 동특성이 토크를 최소화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에 대한 고찰 또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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